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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황 

그림 1. 조감도

1. 설계개요

지 치 : 세종특별자치시 4-1생활권 반곡동 

52-1답 일원

지면  : 16,031.00㎡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 계획구역 내 ( 학교 4-1)

규    모 : 지하1층 / 지상5층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조 (다목 강당)

건축면  : 4,087.98㎡

연 면  : 13,487.66㎡

학  수 : 41학 (일반학  39, 특수학  2)

설계참여 : 김은국, 서필선, 김진만, 김진 , 임동규, 

최윤정, 조윤 , 장미나

2. 설립배경  기본계획방향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세종교육”의 취지 아래 미

래지향 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응하는 다양한 학습

공간의 확보와 안 하고 친환경 이며 지역사회의 문화  

심체가 되는 학교를 만들기 해 설계가 이루어 졌다.

세종시의 우수한 자연인 괴화산과 강을 잇는 커뮤니

티코리더에 에듀코리더를 더하여 도시와 자연, 인성과 창

의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과 문화의 다리가 되는 학교 

‘Bridging School’을 만들고자 한다.

3. 주변 황분석

세종특별자치시 4-1생활권에 치한 지는 강과 괴

화산을 잇는 커뮤니티코리더에 해있고, 북쪽으로는 도시

순환도로(28M)와 하고 남쪽으로는 근린공원과 주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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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역 나열형 공간 확장형 연계 강조형 (선정안)

배 치 도

진 입  

정 면 성

∙도로변과 주차장이 히는 면이 많아 보

행 진입 공간 소  정면성 결여

∙커뮤니티코리더와 연계된 넓은 진입 공

간 확보

∙세로축 장방형 교사로 서향  북서향의 

정면성 형성

∙에듀코리더를 통한 명확한 남북측 진입

동선과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다양한 정

면성 확보

북측도로 

집     입

∙보차분리는 명확하나 북측도로와 주차

공간의 면하는 부분이 넓어 외부공간 활

용의 효율성 하

∙보차분리는 명확하나 외부로 노출된 주

차공간이 넓어 외부공간 활용 미흡

∙필로티를 하부를 활용한 주차계획으로 

지이용효의 극 화  북측 류지와 

연계한 외부공간 조성

동     선

∙홈베이스를 심 배치하여 각 시설로의 

이동 동선 균등하고 교실 간 이동거리 

최소화

∙장방형의 교사동 배치에 따라 북측 진입

시 남측에 치한 교과교실로의 근 동

선 과다

∙홈베이스를 심 배치하여 각 시설로의 

동선 단축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 지는 활동공간

으로 계획

 역 성

∙교과군 역별 구분은 명확하나 주민 개

방 역간의 연계성  공간에 한 인지

성 부족

∙외부공간의 집 화로 실내외 역구분은 

명확하나 지역개방 역과 학습 역의 

구분이 모호함

∙개방 역과 학습 역의 매스분리로 독

립성 확보  역간 연계를 통해 융합

교육을 한 학습공간 계획

학습환경

∙교과교실과 특별교실의 남향배치를 통

한 일조량 확보

∙커뮤니티코리더와 교과교실간의 소음 

응 미흡

∙근린공원과 교과교실간의 소음 응

미흡

∙외부활동이 필요한 특별교실군의 조망

에 한 고려 결여

∙외부 소음원과 교사를 이격하여 정온한 

학습환경 조성

∙  교과교실 남향배치로 일조 확보

외부공간
∙학교 내 외부 학습공간 부재

∙교사동으로 남북측 외부공간의 단

∙커뮤니티코리더변으로 운동장을 배치하

여 진입부의 넓은 외부공간과 개방감 확보

∙근린공원, 류지, 커뮤니티코리더에 

응한 다양한 맞춤형 교내 외부학습공간 

형성

표 1. 배치 안분석

그림 5. 배치 로세스 

부터 학생들과 주민들의 근이 상 된다.

남북 장방형으로 세장한 형태의 지는 남쪽 괴화산과 

북쪽 강의 풍부한 자연경 이 있는 열린 조망을 가지고 

있고, 복합커뮤니티존의 심에서 커뮤니티코리더와 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물론 자연과의 교류가 가능한 문화 

심부에 치 하고 있다.

그림 3. 조망 그림 4. 근로 형성

4. 배치계획

표 1. 배치 안분석을 참고하여 최종 선정된 계획안은 

커뮤니티코리더변으로 개방 역을 집  배치하여 지역사

회와의 연계를 최 화 하는 방안으로 선정하 다.

연계 강조형은 남북에서 에듀코리더로 유입되는 근동

선에 의해 지역사회로 개방된 역과 주변 간섭에 응한 

쾌 한 학습 역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가장 효율 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한 배치이다. 

한 동선과 매스에 의해 나 어진 공간을 다양하게 활

용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으로 개방되어 있어 조망  외

부공간의 연계가 유리한 장 이 있다.

그림 5.와 같이 도시순환도로와 하는 북측 정문에서 



기획연재 special series
국내(외) 학교시설 우수사례 소개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3권 제3호 통권 제112호 2016년 5월 51

근하는 동선과 남측 근린공원과 주거지에서 근하는 

보행동선이 만나 에듀코리더를 형성하고, 이 동선에 의해 

나 어진 역을 주민에게 개방되는 역과 학생들의 학

습 역으로 구분하여 교사동을 배치하 다.

그리고 커뮤니티코리더변으로 개방된 시설을 집  배치

하여 주민들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교사동은 소음에 

응하여 북측도로로부터 이격시키고 교과교실을 남향으

로 배치하여 쾌 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 다. 

심공간에서는 홈베이스와 포럼데크를 배치하여 각 시

설간의 계를 고려하여 공간을 순환 연결하고, 각 실로의 

연결 동선을 효율 으로 계획하 다. 한 심공간으로서 

학생들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내외부 활동공간으로 활

용이 가능하다.

그림 6. 배치도

한 강과 괴화산을 향유하는 개방형 배치를 통해 

강변으로는 스쿨팜을 조성하고 커뮤니티코리더  근린공

원의 에 체육마당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여 

주변 환경과 연계된 외부공간을 계획 하 다.

5. 평면계획

에듀코리더에 의해 분리되어 서쪽 커뮤니티코리더와 

하는 역에는 활동  성격의 특별교실  다목  강당/

식당, 시청각실/도서실을 배치하여 개방 인 공간으로 구

성하고, 일반교과교실은 학습 역으로 배치하여 주변 소음 

 간섭을 최소화 하고 남향 배치로 쾌 하고 친환경 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 다.

이에 따라 나 어진 조닝에 의해 그림 7. 1층 평면과 같

이 에듀코리더에서 남북으로 근하는 주보행동선으로부

터 심에 치한 홈베이스를 통해 각 교실로 진입이 용

이하고, 교사동과 주민개방시설을 별동으로 계획하여 학생

과 외부인의 출입을 구분하여 계획하 다.

한 일반교사동의 1층에 리행정동의 심배치로 자

연감시 역을 최 로 확보하여 학생 어와 외부인 감시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필로티 하부를 이용한 주차 공간 

확보와 순환형 비상차량 동선으로 화재  응 상황에 

비하 다.

그림 7. 1층 평면도

교사동의 심에 치한 학년별 홈베이스를 통해 수업 

이동 동선을 단축하고, 학생들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공하고, 포럼데크  다양한 외부공간과의 유기

인 연계로 맞춤형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한 교사동에는 인문과목 주의 활용이 많은 교실을 

층별로 배치를 하여 특정교과의 문성을 강화하 고, 39

학 의 홈룸을 확보 하 다.



  

special series 기획연재

52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3권 제3호 통권 제112호 2016년 5월

그림 8. 2층 평면도 그림 9. 3층 평면도

그림 10. 4층 평면도 그림 11. 5층 평면도

특별교실동에서는 강과 괴화산  커뮤니티코리더 변

으로 개방된 자연을 향유하는 학습공간을 조성하 고, 특

히 2층의 식당에서는 강을 바라보며 식사가 가능한 조

망데크가 있고, 4층의 능교과교실은 외부공간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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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야외학습이 가능하도록 계획 하 다. 

한 홈베이스에서 교사동과 특별교실동을 연결하는 에

듀 릿지는 시 릿지로 활용하여 동선 공간을 효율

으로 활용하도록 하 다.

이와 더불어 평면에서 3가지의 특화계획을 제안하는데

그림 12. 교과교실 클러스터 그림 13. 확장형교실

첫 번째로 수 별 학습이 가능한 교과교실제를 용한 

계획으로 그림 12.에서 클러스터의 심에 홈베이스를 배

치하여 학생들의 수업 비와 휴식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

간으로 계획하고 교과교실로의 효율 인 이동 동선을 고

려하 다. 

한 홈베이스를 심으로 교사연구실과 공용교실이 교

과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고, 에듀클러스터는 

교사연구실을 심으로 교과교실과 미디어 스페이스의 

리  감독이 용이하도록 특화했다.

뿐만 아니라 교과교실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디어스페

이스와 연계된 확장형 교실 계획  다양성을 반 한 가

구배치로 블록 타임제, 활동수업을 한 교과교실로 활용

이 가능하고, 융합인재교육을 한 STEAM ZONE 계획

으로 수평수직의 공간  융합을 통한 교과별 연계를 활성

화하 다.

두 번째로 자유학기제를 한 특별교실을 계획하여 다

양한 활동이 가능한 가변 인 공간구성과 외부공간과의 

유기 인 연계로 이론, 체험, 실습, 발표 등 맞춤형 학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14. 

야외학습연계

그림 15. 

멀티미디어

수업

그림 16. 

이론실습 

연계

도서실과 연계한 컴퓨터실을 계획하여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수업을 지원하고,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 통합형 시스템을 완비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

를 찾을 수 있는 학습공간을 계획하 다.

그림 17. 지역개방

마지막 세 번째로 지역에 개방하기 한 공간으로 커뮤

니티코리더에 한 식당과 다목 강당을 1차 개방하여 주

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시청각실과 도

서실을 2차 개방하여 주민들의 극 인 활용이 가능하도

록 계획하 다. 

주민개방시설의 심공간인 포럼데크는 1차 개방 역과 

2차 개방 역을 연결시켜 주는 공간이지만 교사동의 홈베

이스와 연결되어지는 교내의 심공간이기도해 학생들의 

다양한 표 과 소통의 무 로써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참

여를 통한 융합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8. 조감도

6. 입·단면계획

강 변으로는 강의 흐름과 반사되는 이미지를 차용

하여 상징  포인트 디자인으로 랜드마크 이미지를 표

하 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커뮤니티코리더 

변으로는 변화하는 패턴과 색채의 흐름으로 다양함과 활

력이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근린공원 변으

로는 친환경 이고, 녹지와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사용하

여 자연친화 인 디자인으로 계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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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자연  요소 유입 그림 24. 서쪽 차양 계획 
그림 19. 정면도

그림 20. 좌측면도

그림 21. 횡단면도 

그림 22. 종단면도

커뮤니티코리더에서 근하는 지역주민들이 시청각실과 

포럼데크에서 강 변 조망이 가능한 식당과 다목 강당

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 하 고, 2개 층 높이의 시

청각실은 시청각 마당과의 연계로 공간으로 확장, 활용

이 가능하고 개방된 공간으로 주민들의 극  활용을 고

려하 다. 분리된 교사동과 특별교실동은 에듀 릿지를 연

결하여 학생들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교사동의 오

된 천창계획으로 자연채 과 자연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향상시켰다.

7. 친환경건축계획

친환경 인 설계로 지속가능한 학교를 구 하기 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과 옥상녹화  면 투수성포장으

로 지하수자원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 생태학교를 실 하

고자 하 고, 수형 기기  고효율 설비를 통한 지속가

능한 학교로 계획하 다.

이에 그림 23.과 같이 맞 통풍  남향배치로 자연  요

소를 끌어들여 쾌 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그림 24.의 

입면디자인을 통한 차양시스템의 도입으로 서향 빛을 차

단하고 일사량을 조 하여 에 지 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 다.

8. 작품후기

본 로젝트는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상

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으로 실시설계가 진행 에 있고, 

2018년에 완공될 정이다.

우수한 자연 환경을 가진 지 에 설립 될 반곡 학

교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맥락을 연결하고 교육과 

문화를 융합하는 복합커뮤니티 스쿨로 지역사회 문화의 

심이 되는 학교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미래를 한 교육

의 다리로써 교육 기능의 유기 인 연계가 가능하고 인성

과 창의를 연결하는 새로운 학교로 발 해 나가길 바라며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문화의 다리로써 주민들의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

그림 25. 투시도




